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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국내 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 구체화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정책 반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수력,

풍력발전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깅토크 를 최(Cogging Torque)

소화 하기 위해서 회전자 의 자석을 스큐(rotor)

설계하였으며 고정자의 제조 비용을 줄이(skew) ,

기 위하여 분활형 규소 강판 적층방식을 적용했5

다 또한 과속운전 및 과 출력시 열에 의한 방열과.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하여 외함 재질은 알미늄 프레

임 방식으로 발전기를 제작하고 특성 시험을 하였

다.

본론2.
영구자석형발전기활용2.1 10kW

본 논문의 직접구동형 발전기는 저속 고효율,

발전기 요소 설계에서 극수는 극의 자석 스큐30

아크 오프셋으로 제작하였으며 요크(skew), - ,

두께를 선정하고 권선과 자석의 크기를(Yoke) ,

결정하였다.

그림 상 발전기 구조1 3 90 slot

자체 권선 지그를 제작하여 코일의 권선을 최적

화 하고 코어와 영구자석간의 유격을 일정하게

하여 발전효율을 높이고 분활형 코어 조립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비용을 절감 하였다 소형 풍력 소수. ,

력의 와 회전축이 직접 연결되는Blade Rotor Inner

로 개발하여 기계적인 에너지손실을Rotor PMG

막고 소음을 줄이며 유지비용과 제작비용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분할형적층코어2.2
무방향성 전기강판 은 자성을 결정하(S18-0.5t)

는 함량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되지만 사용자들Si

이 요구하는 품질 특성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철심이 교번되는 유도자기장을 형성시 발전기 고

정자 코어에 와전류손 및 히스테리시스손 등과

같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철손은 발전기내에서 열

로 발생되게 된다 이 열이 권선의 절연체를 통하여.

공극으로 전달되어 발전기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

키게 된다 그림 는 설계대상 발전기의 경우 철손. 2

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강판 을 적층해서(S18-0.5t)

두께의 분활 구조의 코어를 설계 하였다160mm 5 .

그림 분활 적층코어 형상2. 5

분활된 코어의 조립을 위하여 코어 조립용 커버

를 제작하였으며 조립 부분의 위치 및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슬롯구조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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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설계및회전자설계2.3

로터 는 회전자 와 영구자석 접촉 자(rotor) (shaft)

로 부분으로 구성되며 회전자는 블레이드 및 전자,

브레이크가 장착 될 수 있도록 양축으로 설계하였

다 영구 자석 부착면은 일정 간격 유지와 밀림.

방지를 위하여 스페이스바 가 조립 될(space bar)

수 있도록 탭 가공을 하였다M3 .

그림 발전기 회전자3.

또한 영구자석 극으로 스큐 및 폴 아크오30 (skew) -

프셋을 주어 코깅 토크를 최소화 하였다.

실험및결과2.4

영구자석형 발전기의 특성시험을 위하여 표 와1

같은 사양으로 급 발전기를 제Prototype 10kW PM

작하였다 그림 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영구자석형. 5

발전기 실제형상을 보여준다..

표 발전기의 사양1 Prototype PM

가변 속도에 대한 부하 실험을 통하여 발전기의

출력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연속 정격 출력 실험.

을통하여발전기의내부온도특성을알수있었다.

실내에서 발전기 시 연속 정격 실험12kW-120rpm

으로써 고정자 코일 온도는 최대 로 측정120 °C

되었다 저항 부하시 발전기는 에. Prototype 120rpm

서 출력시 효율이 로 측정되었다12kW 92% .

그림 발전기 및 무부하시험5. 10kW PM

계통연계 실험에서 인버터를 계통에 연결하여

가변속 운전시 발전기의 출력 특성은 에PM 150rpm

서 최대 출력 이며 효율은 운전 영역에서17kW

측정 되었고 운전 구간 정격85 92% , 60 150rpm∼ ∼

범위의 속도에서는 인버터 효율은 이다80 95% .∼

전체적인 시스템 발전기와 인버터의 최종 효율은,

정격 범위의 속도에서 로 확인 되었다70 90% .∼

결론3.

본 논문에서는 소형풍력 소수력용에 적합한,

급 영구자석형 발전기를 설계하고 이를 유한10kW

요소법을 적용하여 자석의 크기 및 공극 자석 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발전기를 제작하였. Prototype

고 특성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영구자석을 적용하여1)

소형화 경량화된 직접구동형 발전기 제작 및, PM

영구자석 스큐 구조이므로 코킹 토(skew) (Cogging)

크를 최소화 하였다.

저항 부하 실험 결과 발전기2) prototype 10kW PM

는 에서 출력시 효율이 로 양호한120rpm 12KW 92%

특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형풍력 피코수력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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